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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문법
시제
1. Katrina was glad when she
discovered a shortcut to work.
Using this route could help her
avoid heavy traffic at busy Park
Avenue, where she _________
for the past six months.
(a) had been driving
(b) drove
(c) would have driven
(d) is driving

2. There's only a month left before
Jake and Amy's wedding, which
is why they are so busy. It’s 9 p.m.
right now, and they _________
with their event stylist regarding
the reception area's final layout.
(a) will meet
(b) meet
(c) are still meeting
(d) have met

3. More than 20 people died
building the Brooklyn Bridge.
Before it was even built, its
designer, John Roebling,
_________ compass readings
across the East River when a
boat smashed his foot. He later
died of tetanus.
(a) would take
(b) is taking
(c) took
(d) was taking

4. Damiani is an Italian jewelry
company that was founded in
1924 by Enrico Grassi Damiani.
It’s famous for its exquisite
jewelry and luxury watches. By
2024, the company _________
jewelry for a century!
(a) had produced
(b) has been producing
(c) will have been producing
(d) will produce

5. Many people are getting bored
of the keynote speaker. He
_________ for 45 minutes and
is nowhere near finished with
his speech. He's just repeating
points and not making sense at
all.
(a) is talking
(b) has been talking
(c) talked
(d) will be talking

6. Ed wants to master at least 10
foreign languages. In fact, right
after finishing his crash course in
French, he immediately enrolled
in Italian 101. He _________
Italian for a month now.
(a) has been studying
(b) studies
(c) will be studying
(d) studied

7. Trixie was crowned Ms. Alabama
last night. She claims her passion
and determination were the keys
to her success. Before joining the
pageant, she _________ for ten
months.
(a) has been training hard
(b) is training hard
(c) had been training hard
(d) trained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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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y favorite band, Fringed
Audio, is set to hold a series of
concerts next year. During their
performances, they _________
songs from their second album,
Needless Hiker. I hope to save
enough money, so I can buy a
ticket.
(a) have been singing
(b) will have been singing
(c) would sing
(d) will be singing

9. Neymar da Silva Santos Júnior is
a Brazilian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After four years with FC
Barcelona, he transferred to Paris
Saint-Germain FC. Currently, he
_________ as a forward for the
Brazil national football team.
(a) will also play
(b) also played
(c) is also playing
(d) has also played

10. It
 is true that random acts
of kindness can brighten
someone’s day. For example,
I _________ an embarrassing
coughing fit on the train this
morning, and a stranger handed
me a bottled of water for relief.
(a) am having
(b) have had
(c) had
(d) was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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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정답 및 해설
1. Katrina was glad when she discovered
a shortcut to work. Using this route
could help her avoid heavy traffic
at busy Park Avenue, where she
_________ for the past six months.
(a) had been driving
(b) drove
(c) would have driven
(d) is driving
해석 Katrina는 직장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했을

때 기뻤다. 이 길을 이용하는 것은 그녀가 지난 6
개월동안 운전해왔던, 교통 체증으로 붐비는 Park
Avenue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해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과거시제

그게 그들이 바쁜 이유다. 지금은 밤 9시인데, 그
들은 연회 장소 최종 배치와 관련해서 그들의 이
벤트 스타일리스트와 여전히 미팅을 하고 있다.
해설 두번째 문장에 현재(right now)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오며, Jake와 Amy가 이벤트 기획자
를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진행형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c) are still meeting이다.

3. More

than 20 people died building the
Brooklyn Bridge. Before it was even
built, its designer, John Roebling,
_________ compass readings across
the East River when a boat smashed
his foot. He later died of tetanus.
(a) would take
(b) is taking
(c) took
(d) was taking
해석 Brooklyn Bridge를 짓다가 20명 이상의 사

람들이 죽었다. 심지어 다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은 지름길을 발견했던 과거의 시점 전까지 계속되

지르며 측정을 하는 도중에 배 한 척이 그의 발을

어왔던 것이므로, 과거완료진행형이 빈칸에 가장

강타했다. 그는 후에 파상풍으로 생을 마감했다.

다리 설계사 John Roebling가 East River를 가로

적절하다.
해설 단순과거시제와 과거진행형이 함께 쓰일 때,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 ‘배경’이 되는 행위나 상황

2. There's only a month left before Jake
and Amy's wedding, which is why they
are so busy. It’s 9 p.m. right now, and
they _________ with their event stylist
regarding the reception area's final
layout.
(a) will meet
(b) meet
(c) are still meeting
(d) have met
해석 Jake와 Amy의 결혼식이 딱 한 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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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d produced
(b) has been producing
(c) will have been producing
(d) will produce
해석 Damiani 는 1924 년에 Enrico Grassi
Damiani에 의해 설립된 이탈리아 보석 회사다.
이 회사는 정교한 보석들과 고급 시계로 유명하

다. 2024년즈음에는 회사가 보석을 생산해온 지
100년이 될 것이다.
해설 해당 문장에서는 2024 년이 될 때 쯤(by
2024)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쓰이는 미래완료진행형이 빈칸에 가장 적절
하다.

(Katrina was glad, Using this route could help)
가 나오고, Katrina가 지난 6개월동안 운전해온 것

따라서 정답은 (a) had been driving이다.

4. Damiani is an Italian jewelry company
that was founded in 1924 by Enrico
Grassi Damiani. It’s famous for its
exquisite jewelry and luxury watches.
By 2024, the company _________
jewelry for a century!

은 과거진행형으로 나타내고, 그 와중에 발생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행위나 상황은 단순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해당 문장의 종속절에 과거시제(smashed)가 나
오고, 주절이 John이 강을 건너 측정을 하는 중이
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진행형이 빈칸
에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d) was taking이다.

따라서 정답은 (c) will have been producing이다.

5. Many people are getting bored of
the keynote speaker. He _________
for 45 minutes and is nowhere near
finished with his speech. He's just
repeating points and not making
sense at all.
(a) is talking
(b) has been talking
(c) talked
(d) will be talking
해석 많은 사람들이 기조 연설자를 점점 지루해하

고 있다. 그는 45분째 떠들고 있고 그의 연설은 끝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점들을 계속 반복하
고 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설 첫번째 문장에서 현재시제 (are getting

bored of)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설자를 지
겨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빈칸이 포함된 절에는
‘45분동안(for 45 minutes)’이라는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를 쓰고 있으므로, 해당절은 과
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의미의 현재완
료진행형이 빈칸에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b) has been talking이다.

6. Ed wants to master at least 10 foreign
languages. In fact, right after finishing
his crash course in French, he
immediately enrolled in Italian 101. He
_________ Italian for a month now.
(a) has been studying
(b) studies
(c) will be studying
(d) studied
해석 Ed는 최소한 외국어를 10개 이상 마스터하

고 싶어한다. 사실, 그가 프랑스어 단기반을 끝마
치자마자, 그는 즉시 이탈리아어 101을 등록했다.
그가 이탈리아어를 공부한지 한달이 되었다.
해설 첫번째 문장에서는 Ed가 다양한 외국어를
통달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어지는 절에 이탈리

어를 과거에 등록했고(enrolled in Italian 101),
빈칸이 포함된 절에는 지금까지 한달동안(for a
month now) 배우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
로,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고, 기간에 강조를 두는
현재완료진행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a) has been studying이다.

7. Trixie was crowned Ms. Alabama last
night. She claims her passion and
determination were the keys to her
success. Before joining the pageant,
she _________ for ten months.
(a) has been training hard
(b) is training hard
(c) had been training hard
(d) trained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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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Trixie는 지난 밤 Ms. Alabama의 영예를 얻

었다. 그녀는 그녀의 열정과 헌신이 성공의 열쇠
였다고 주장한다. 미인대회에 참가하기 전 그녀는
10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했었다.
해설 첫번째 문장에 Trixie가 Ms. Alabama가 된 것
은 과거(was crowned)이고, Ms. Alabama가 되
기 위해 노력한 것은 수상했던 시점 그 이전이므

로, 빈칸에는 미인대회에 참가하기 그 전부터 10
개월동안(for ten months) 노력해왔었다는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 과거완료진행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c) had been training hard이다.

8. My favorite band, Fringed Audio, is
set to hold a series of concerts next
year. During their performances, they
_________ songs from their second
album, Needless Hiker. I hope to save
enough money, so I can buy a ticket.
(a) have been singing
(b) will have been singing
(c) would sing
(d) will be singing
해석 내가 좋아하는 밴드 Fringed Audio가 내년
에 일련의 콘서트를 하기로 했다. 그들의 공연동

안, 두번째 앨범 Needless Hiker의 곡들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서 티켓을 살 수 있
기를 희망한다.
해설 첫 번째 문장에서 밴드 Fringed Audio가 내년

이라는 미래 시점에 콘서트를 하기로 예정(is set
to)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예정된 공연 때 그들이 두번째 앨범을 부를 것이
라는 미래에 대한 계획, 추측을 의미하므로 빈칸에

9. Neymar

da Silva Santos Júnior is a
Brazilian professional football player.
After four years with FC Barcelona,
he transferred to Paris Saint-Germain
FC. Currently, he _________ as a
forward for the Brazil national football
team.
(a) will also play
(b) also played
(c) is also playing
(d) has also played

해설 단순과거시제와 과거진행형이 함께 쓰일 때,

긴 시 간에 걸쳐 발생한 ‘배경’이 되는 행위나 상
황은 과거진행형으로 나타내고, 그 와중에 발생한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의 행위나 상황은 단순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빈칸이 포함된 절에는 오늘 아침(this morning)이
라는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이어
지는 문장에 동사의 과거형(handled me a bottle
of water)을 이용하여 낯선 사람이 물병을 건네줬
다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과거진행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d) was having이다.

해석 Neymar da Silva Santos Júnior는 브라질

프로 축구 선수이다. FC Barcelona에서 4년간 함
께한 후, Paris Saint-Germain FC로 이전하였다.
그는 또한 브라질 국가 축구 선수팀의 포워드로서
뛰고 있다.
해설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서 현재(Currently)라

는 뜻의 부사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Brazil 국가
대표팀에서 포워드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현재진행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c) is also playing이다.

10. It is true that random acts of
kindness can brighten someone’s
day. For example, I _________ an
embarrassing coughing fit on the
train this morning, and a stranger
handed me a bottle of water for relief.
(a) am having
(b) have had
(c) had
(d) was having

는 미래 진행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d) will be singing이다.

해석 임의의 선행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기차
에서 나는 부끄럽게 발작에 가까운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나의 안정을 위해 물병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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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법
가정법
1. Gina went to the mall for Black
Friday. However, she was
disappointed when she saw
that only a few items were
discounted. If she had known this
earlier, she _________ online.
(a) had just ordered
(b) would just order
(c) will just be ordering
(d) would have just shopped

2. Pluto is a very small planet that
is very far from Earth and the
other planets in the solar system.
It’s so tiny and so far that if it
_________, it wouldn’t have any
effect on Earth at all.
(a) disappeared
(b) will disappear
(c) disappears
(d) would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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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number of cases of measles
in the Philippines increased by
over 350% in 2018. The major
reason is a fear of immunization.
If parents had researched
the benefits of vaccinating
their children, the epidemic
_________.
(a) will have been avoided
(b) would have been avoided
(c) would be avoided
(d) had been avoided

4. My friend, Carlo, and I are
rehearsing possible answers
for his job interview tomorrow.
His answers are good, but his
nervousness makes him stutter.
If I were him, I _________
because interviewers rarely hire
applicants who stutter.
(a) am relaxing
(b) would relax
(c) will relax
(d) relax

5. Last

Saturday, we went to Miami
Beach. However, it rained so
hard that we packed up earlier
than planned. If we had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before
going, we _________ to the
beach at all.
(a) were not going
(b) will not be going
(c) would not have gone
(d) had not gone

6. Humans are the only beings
who are proficient in the use of
modern technology. If another
species existed that was as tech
savvy as us, we _________ in a
constant battle for power.
(a) would probably be locked
(b) are probably locking
(c) had probably been locked
(d) will probably be locked

7. Gilla

is having a hard time cutting
ties with her ex-boyfriend. If I
were her, I _________ of how
toxic he was as a partner so I’m
reminded that I’m actually doing
myself a favor.
(a) am always thinking
(b) had always thought
(c) would always think
(d) will always think

8. Marilyn

Monroe’s death at the
young age of 36 stunned many
people. While Monroe was never
nominated for an Oscar, some
journalists speculate that if she
had survived her suicide attempt,
she _________ an Oscar in
1965.
(a) would win
(b) will have been winning
(c) had won
(d) would have won

9. Jake is buying dog food in a pet
store when a cute corgi wagging
its tail catches his attention. If
only he had enough money, he
_________ the dog and bring it
home.
(a) buy
(b) will buy
(c) would buy
(d) am buying

10. Xander

was late for his first
day of work because he got
off at the wrong station. If only
he had familiarized himself
with the place days before, he
_________ to the office on time.
(a) had gotten
(b) will get
(c) would have gotten
(d) would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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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정답 및 해설
1. Gina went to the mall for Black Friday.
However, she was disappointed when
she saw that only a few items were
discounted. If she had known this
earlier, she _________ online.
(a) had just ordered
(b) would just order
(c) will just be ordering
(d) would have just shopped

2. Pluto

is a very small planet that is very
far from Earth and the other planets in
the solar system. It’s so tiny and so far
that if it _________, it wouldn’t have
any effect on Earth at all.
(a) disappeared
(b) will disappear
(c) disappears
(d) would disappear

고 아득해서,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어
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해설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장은 조건절: If + 주

성이 사라진다면 어떨지 가정한 상황이고, 주절에

그녀는 온라인 쇼핑을 했었을 것이다.

는 조동사 + 동사원형(have)가 왔기 때문에, 조건

+ 동사원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명왕

절에는 과거형(disappeared)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a) disappeared이다.

할 때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과거분사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과거
Gina가 세일한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
을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had + 과거분사
형(known)이 왔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 + have +
과거분사형(stopped)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d) would have just shopped이다.

3. The number of cases of measles in
the Philippines increased by over
350% in 2018. The major reason is a
fear of immunization. If parents had
researched the benefits of vaccinating
their children, the epidemic
_________.
(a) will have been avoided
(b) would have been avoided
(c) would be avoided
(d) had been avoided
해석 필리핀의 홍역 발생 수가 2018년에 350%

넘게 증가했다. 주된 (증가)원인은 예방 접종에 대
한 두려움이다.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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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분사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과거 부
모들이 백신의 효능에 대해 연구하였었더라면 어
땠을 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had + 과거분
사형(researched)이 왔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
+ have + 과거분사형(been avoided)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5. Last Saturday, we went to Miami
Beach. However, it rained so hard that
we packed up earlier than planned. If
we had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before going, we _________ to the
beach at all.
(a) were not going
(b) will not be going
(c) would not have gone
(d) had not gone
해석 지난 토요일, 우리는 마이애미 해변에 갔다.

터 굉장히 멀리 있는 아주 작은 행성이다. 너무 작

녀는 실망했다.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have + 동사

장은 조건절: If + 주어 + had + 동사 과거분사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have + 동사 과

따라서 정답은 (b) would have been avoided이다.

어 + 동사 과거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문장은 조건절: If + 주어 + had + 동사 과거분사

때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

해석 명왕성은 태양계의 지구와 다른 행성으로부

해석 Gina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 쇼핑센터로
갔다. 그러나 몇몇 제품만 세일하는 것을 보고 그

해설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 가정

해설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 가정할

4. My friend, Carlo, and I are rehearsing
possible answers for his job interview
tomorrow. His answers are good, but
his nervousness makes him stutter.
If I were him, I _________ because
interviewers rarely hire applicants who
stutter.
(a) am relaxing
(b) would relax
(c) will relax
(d) relax
해석 내 친구 Carlo와 나는 내일 그의 면접대비용
답변들을 연습하고 있다. 그의 답변들은 훌륭하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짐을
쌌다. 만약 떠나기 전 우리가 일기 예보를 먼저 확
인했었더라면, 우리는 해변에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해설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 가정

할 때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장은 조건절: If + 주어 + had + 동사 과거분사
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have + 동
사 과거분사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여
행 가기 전에 날씨 정보를 확인했으면 어땠을 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had + 과거분사형
(checked)이 왔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 + have
+ 과 거분사형(gone)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 답은 (c) would not have gone이다.

그의 조바심이 말을 더듬게 만든다. 내가 만약 그라
면, 안정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말
을 더듬는 지원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장은 조건절: If + 주어
+ 동사 과거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내가 그
라면 어떨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과거형
(were)이 왔기 때문에, 주절에는 조동사+동사원
형(relax)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b) would relax이다.

6. Humans are the only beings who
are proficient in the use of modern
technology. If another species existed
that was as tech savvy as us, we
_________ in a constant battle for
power.
(a) would probably be locked
(b) are probably locking
(c) had probably been locked
(d) will probably be locked

맞추는 것의 효과를 조사하였었더라면, 전염병은

해석 오직 인간만이 현대 기술 사용에 능숙한 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이다. 우리처럼 기술에 능수능란한 다른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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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면, 우리는 아마 지속적인 권력다툼에 갇
혔을 것이다.
해설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장은 조건절: If + 주
어 + 동사 과거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다른
종이 인간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면 어떨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과거형(existed)이 왔기 때문
에, 주절에는 조동사+동사원형(be locked)가 적
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a) would probably be locked이다.

7. Gilla is having a hard time cutting ties
with her ex-boyfriend. If I were her, I
_________ of how toxic he was as
a partner so I’m reminded that I’m
actually doing myself a favor.
(a) am always thinking
(b) had always thought
(c) would always think
(d) will always think
해석 Gilla는 전 남자친구와 연을 끊는데 매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그녀라면, 그가 파트너로
서 얼마나 유해했는지 언제나 생각할 것이고, 그
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사실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상기시킬 것이다.

8. Marilyn

Monroe’s death at the young
age of 36 stunned many people. While
Monroe was never nominated for an
Oscar, some journalists speculate
that if she had survived her suicide
attempt, she _________ an Oscar in
1965.
(a) would win
(b) will have been winning
(c) had won
(d) would have won
해석 Marilyn Monroe의 36세 어린 나이의 죽음

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Monroe가 Oscar후
보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몇몇 저널
리스트들은 그녀가 자살 시도에서 살아났었더라
면, 1965년 Oscar를 수상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해설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
장은 조건절: If + 주어 + had + 동사 과거분사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have + 동사 과
거분사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Marilyn
Monroe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 지 가정한 상
황이고, 조건절에 had + 과거분사형(survived)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만약 그가 돈만 충분히 있었
다면, 그는 그 개를 사고 집에 데려왔을 것이다.
해설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장은 조건절: If + 주어
+ 동사 과거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Jake가
돈이 충분하다면 어떨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
에 과거형(had)이 왔기 때문에, 주절에는 조동사+
동사원형(buy)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c) would buy이다.

10. Xander was late for his first day of
work because he got off at the wrong
station. If only he had familiarized
himself with the place days before,
he _________ to the office on time.
(a) had gotten
(b) will get
(c) would have gotten
(d) would get
해석 Xander는 잘못된 역에서 내려서 출근 첫 날
에 지각했다. 만약 며칠 전에 그곳 지리를 익혀뒀

왔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 + have + 과거분사형

더라면, 그는 정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을 것이다.

(won)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d) would have won다.

해설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
장은 조건절: If + 주어 + had + 동사 과거분사형

해설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구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문장은 조건절: If + 주어
+ 동사 과거형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 ~ 의 형태를 띤다. 해당 문장은 내가 이
별한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과거형(were)이 왔기 때문에, 주절에는
조동사+동사원형(think)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c) would always think이다.

9. Jake

is buying dog food in a pet store
when a cute corgi wagging its tail
catches his attention. If only he had
enough money, he _________ the
dog and bring it home.
(a) buy
(b) will buy
(c) would buy
(d) am buying

~, 주절: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have + 동사 과
거분사형 ~ 의 형태를 띤다. 그가 출근길이 익숙
하도록 노력했더라면 어땠을 지 가정한 상황이고,
조건절에 had + 과거분사형(familiarized)이 왔
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 + have + 과 거분사형
(gotten)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c) would have gotten다.

해석 Jake가 애완동물상점에서 개 식량을 사고
있었을 때 꼬리를 흔드는 귀여운 코기 한 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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